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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장마철폭우는자동차의각종전기장치

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갑자기 시동이 걸

리지않거나제동거리가길어지는등비상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운전과 차량 관리

에특별히유의해야한다

특히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됐을 때

는 신속히 견인하돼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되며정비소와보험사에연락해비상조치

를취해야한다

빗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타이어

다 장마철 차량의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

가빈번히발생한다 비가 올때는수막현

상이발생해타이어와노면의마찰력과접

지력이 떨어져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때

문에 타이어의 노후 정도와 공기압 등을

꼼꼼하게살펴봐야한다

타이어의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면

노면과의마찰력및접지력이높아져수막

현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타이어

의 수명이 다한 경우 더욱 위험하므로 타

이어 점검 시 타이어 마모상태도 함께 확

인해야한다

타이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경이 덜

쓰이는 부품이지만 빗길 운전시 타이어

만큼중요한것이 와이퍼다 와이퍼의수

명은 6개월에서 12개월정도지만고온다

습한여름과춥고건조한겨울이있는우

리나라 환경에서는 교환주기가 짧아진

다

이와관련전문가들은여름과겨울이오

기전에한번씩교환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 조언한다 교체 주기와 별개로 와이퍼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때나 와이퍼가 지

나간자리에얼룩이생길때 창유리에맺

힌물이잘닦이지않을때는교체해야한

다

최근 사이드미러나 앞유리에 발수코팅

제를 활용해 빗물을 쉽게 흘러내리게 하

거나 유리면에 묶은 때인 유막을 유막제

거제로 닦아 주는 것도 빗길 안전운전에

도움이된다

장마대비와함께여름철뜨겁게달궈진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부동액)도 점검

이필요하다

냉각수는엔진오일만큼이나엔진에중

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체 주기가 길어 관

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냉각수는 보조

탱크 확인과 마개를 열어 확인하는 두 가

지 방법으로 점검해야 하며 엔진오일과

반대로엔진이차가울때점검한다

보조탱크옆면에표시된게이지를통해

냉각수(부동액)의양이FL사이에위치

하고 있으면 정상 범위다 냉각수 마개를

열어냉각수가새는곳없이잘고여있는

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냉각수가

부족하다면채워주도록하자

자동차 정비업소 관계자는 여름철에

는 차량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며 폭우

등이 내릴 때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한

사고도많기때문에안전운전법을항상숙

지해야한다고말했다

그는또 침수된도로는절대지나가지

말고 빗길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가급적

중앙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물

웅덩이를만나면브레이크를밟지말고엑

셀에서발을뗀후운전대를꽉잡고지나

가는것이안전하다고덧붙였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타이어공기압 10% 올리면빗길수막현상예방

장마철 자동차 관리 이렇게 제동거리 길어져 타이어 마모상태 점검

차량 침수땐 시동 걸지 말고 신속 견인

빗길에선 속도 줄이고 중앙 차선 이용

기아자동차의차량지원등을받아여행을

떠난교통취약계층이 3만명을넘어섰다

기아차는지난 27일경기도광명도덕산

캠핑장에서 사회공헌활동 초록여행 사

업의 3만 번째 수혜자 김정화씨에게 여행

상품권을전달했다고 3일밝혔다

2012년 6월 시작된 초록여행은 경제 여

건이나 신체적 제약 때문에 이동에 어려

움을겪는교통약자들에게차량이나운전

기사 유류비등을제공해가족여행을갈

수있도록돕는사업이다

기아차는 현재 서울광주부산대전

성남 등 5개 권역에서 13대의 차량을 활

용 초록여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량

예약과다양한이벤트신청은초록여행홈

페이지(httpsgreentripkr)에서 가

능하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

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행복한 여

행을선물할것이라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자동차는지난달 27일 경기도광명도덕산캠핑장에서교통약자지원프로그램 초록여행의 3만번째고객김정화씨에게여행

상품권을전달했다 기아차제공

기아차교통약자지원 초록여행 수혜자 3만명 넘었다

차량운전기사유류비 제공 가족여행 도와

광주서울부산 등 5개권역 13대 차량운영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는 오는 9일

까지금호타이어트럭버스타이어전문

판매점인 KTS에서 구매 고객을 대상으

로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

일밝혔다

이번이벤트는중대형카고트럭트랙

터 15t25t 덤프 트럭 운전자들을 대상

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행사 제

품 4개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고급 쿨

셔츠)를 증정한다 이번 행사 제품 중

KRA50은 국내 최초 고강도 PR(타이

어강도지수)을적용해내구성을강화하

고 마모 성능을 개선해 전반적으로 성능

을향상시킨제품이다

또 KRS55는 중장거리 트랙터대형

카고 전륜용 프리미엄 제품으로 마일리

지성능뿐아니라고속주행안정성및핸

들링 성능을 강화시킨 점이 특징이다

KRD55는 트랙터대형카고 후륜용 프

리미엄제품으로견인성능및주행안정

성을향상시켰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여름철은 특히

트럭운전을하시는분들에게힘든 시기

이기 때문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쿨셔츠를 사은품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금호타이어의 트럭버스 타

이어를찾는고객들을위해 다양한프로

모션을실시할계획이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집중호우로인해차량이침수됐을때는신속히견인하돼시동을걸어서는안되며정비

소와보험사에연락해비상조치를취해야한다 광주일보자료사진

금호타이어 트럭버스타이어판매점고객이벤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더뉴 E클래스쿠페 2종을출시

한다고 3일밝혔다 <사진>

더뉴 E클래스쿠페는올 1월디트로이트모터쇼를통해월

드프리미어로첫선을보였고 2017서울모터쇼를통해아시아

최초공개됐다

더뉴E클래스쿠페는전모델대비한층더커진차체(길이

+100mm 폭+70mm 높이+40mm)를확보했다

더 뉴 E클래스에 적용된 반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첨단 안

전및편의사양이탑재됐고에어서스펜션방식의에어바디컨

트롤이전모델기본사양으로채택했다

더뉴E클래스쿠페의라인업은총 2종으로디젤모델더뉴

E 220 d 쿠페와가솔린사륜구동모델인더뉴E 400 4MATIC

쿠페로구성됐다 가격은각각 7190만원 9410만원이다

디젤 모델은 더 뉴 E클래스 세단 모델에 최초 적용됐던

1950cc 직렬 4기통디젤엔진으로기존엔진보다배기량(기존

2143cc)은줄었지만최고출력 194hp 최대토크 408kgm의힘

을발휘한다

더 뉴 E 400 4MATIC 쿠페에 적용된 2996cc V형 6기통 바

이터보가솔린엔진은최고출력 333hp 최대토크 489kgm발

휘하며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단 53초만에주파한다

더 뉴 E클래스 쿠페의 모든 엔진은 자동 9단 변속기(9G

TRONIC)와결합됐다

실내에는 두 개의 123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와이드스크린콕핏이세계최초적용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벤츠 더 뉴 E클래스쿠페 2종 출시


